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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칩 부작용  
 

BSAVA의 마이크로 칩 부작용 프로그램(BSAVA’s Microchip Adverse Reaction Scheme)을 담당하는 

Simon Swift가 현재까지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1997년 9월, FECAVA과 협력하여 BSAVA는 이동, 감염, 작동 실패 혹은 신체에서 분실 등을 포함한 

마이크로 칩의 부작용에 대해 기록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응답률  

 

1997년 9월부터 1999년 9월 사이에 총 61건의 리포트가 접수되었다. 49건은 영국에서 그리고 나

머지는 다른 유럽 국가로부터 접수되었다. (덴마크 7, 벨기에 4 스웨덴 1) 1999년 9월Perlog에 의

해 운영되는 영국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개와 고양이 총합계는 973,588 이었다. 이는 보고된 응

답률이 19,869 칩 이식 당 1건의 보고임을 나타낸다.  

사례 중 네 건에서는 제조업자가 확인되지 않았다. 남아있는 데이터로부터 각 칩의 종류별로 

이식된 동물의 숫자를 가지고 각 제조업자의 응답률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다음과 같

은 응답률을 보여준다.  
 

 Animalcare(Identichip) : 1/ 69,202 건  

 Avid (Perrrac) : 1/ 9,789 건  

 Bayer (Tracer) : 1/ 8,616 건  
 

반응이 진행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바로 즉시부터 (칩의 분실) 3년까지 달랐으며, 대부분은 반

응은 첫 12개월 안에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0 – 6 주          10 건  

6주 - 12개월  31 건  

12개월 이상  12 건  

 

반응 동물과 반응 종류  

 

총 56마리의 개와 3마리의 고양이가 반응을 했다. 흥미롭게도 전체 개 중에서 46마리는 “활발한”

종으로 표현되는 혈통의 동물이었다. 

부작용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농양   3  

실패   4  

분실   1  

이동   47  
 

이동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부위는 어깨, 팔꿈치 그리고 흉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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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 보고서는 마이크로 칩이 안전하며 믿을만한 애완동물 인식 방법이라는 BSAVA 의 입장

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다. 제조업자들 간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 보인다. 특히 Avids와 

Bayer의 칩들은 좀 더 “이동” 작용을 많이 보이고 있다. 이 사실은 다른 유럽 데이터와도 일치하

는 부분이다. 부작용의 리스크를 최소로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업자의 사용설명서를 따르고 

어깨뼈 사이 피부로 마이크로 칩을 깊숙이 이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애완동물 여행 프로그

램 (Pet Travel Scheme)이 도입되면서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이 리포트 양식은 칩을 이식한 사람을 나타내지는 않기 때문에 수의사에 의해서 이식된 마이

크로 칩이 더 잘 이동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유럽지역의 나머지 국가에

서는 단 수의사들만이 칩을 이식하도록 허락하고 있으며 이들은 목의 왼편을 사용한다. 게다가 

이 연구에서 이식되어진 부위가 이동에 대한 리스크 요인으로 분석되기는 어렵다. 수의사들에게 

적어도 1년에 한번은 애완동물의 마이크로 칩을 확인하도록 권고한다. 그리고 부작용은 제조업자

에게뿐만 아니라 BSAVA로도 관련된 양식을 사용해서 보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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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  
 
 

Jounal of small animal practice VOL 43 Dec 2002 
( 소동물 임상저널 2002 12월호 제43권 ) 

 
마이크로칩 부작용의 기록 
 

1997년 FECAVA와 협력하여 BSAVA는 반려동물에게로 이식된 마이크로 칩의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BSAVA 마이크로 칩 부작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Simon 

Swift는 2001년에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 보고하고 이 데이터를 지난해와 비교하고 있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2001년 BSAVA에 접수된 부작용의 리포트 수는, 이식되는 마이크로 칩이 지속

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표 1) 상당히 감소했다. 전체 19개 리포트가 2001년에 접수되었고 

이들은 영국(18) 그리고 덴마크(1)에서 제출한 보고서들이었다.  

보고서 제출 수가 왜 감소하는지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마이크로 칩이 이식된 개나 고양이가 

접종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방문을 할 때 담당 시술자가 이를 확인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게다가 시술은 스캐너로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국제표준(ISO)의 FDX-B 와 FECAVA의 FDX-A 

마이크로 칩(예전 것과 신규)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수의사들은 FDX-A 와 FDX-B 마이크로 칩 샘

플과 관련해서 일반 납품업체에 연락해야 한다.  
 

반응 동물과 종류  
 

2001년에 17마리 개가 마이크로 칩에 대한 부작용을 경험했으며 2건의 리포트에서는 동물의 종

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개들이 지속적으로 고양이 더 많은 반응을 보여주었던 전년도 기록들

과 비슷하다.  
 

보고된 반응의 숫자와 종류는 다음과 같다. 
 

2000 2001  

이동                  33        9 

감염                   2     1  

실패                   4     7 

부종                   1     1 

분실                  33        1 
 

표 1. BSAVA로 제출된 마이크로 칩에 부작용을 보인 리포트 건수  

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수 11 29 41 74 19 

 
 

2001년 이동이 가장 흔하게 발생한 부위는 어깨와 팔꿈치였다. 이는 2000년도와 같았지만 

(2000년에는) 흉부쪽도 리포트상에서 나타났다. 이는 2001년의 사례는 아니며 건수들도 훨씬 더 

적었다.  

비록 각 제조업자의 칩에 대해 보고된 반응 건 수는 알 수 있지만, 각 제조업자와 연관된 상

대적 리스크를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왜냐하면 이 기업체 중 몇 몇은 이들이 판매한 칩의 

총 수를 공개하기를 꺼려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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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 시간  
 

반응이 진행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즉시(칩이 빠져나옴)부터 4년 이상까지 다양했다. (표 2) 2001년

에 보고된 대부분의 반응은 이식 후 1-2년 사이에 발생했다. 이는 2000년과 1999년 데이터와는 

상반된다. 2000년은 대부분의 반응들이 이식 후 1-6개월 사이에 발생했고, 1999년은 대부분이 이

식 후 6-12개월에 발생했다. 다시 한번, 적은 숫자들이 계산에 영향을 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결론  
 

이 보고서는 마이크로 칩이 안전하고 믿을만한 애완동물 인식 방법이라는 BSAVA의 입장

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다. 움직이는 마이크로 칩이 가장 선호하는 부위인 팔꿈치와 어깨 부위

에서 “이동”(migration)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방사성사진을 찍지 않고서는 몸체에서 칩

의 분실과 칩의 기능 실패를 구별하는 것은 어렵다. 아쉽게도 그렇다고 모든 분실된 칩들이 다 

방사성사진으로 찍히는 것은 아니었다.  

부작용을 보고할 때는 상식이 필요하다.  시술 되고 즉시 잘못되는 마이크로 칩은 아마도 실

패했다기 보다는 정확하게 이식이 되지 않은 경우일 수 있다. 이식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절차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조업자들도 많은 도움이 되었고 이들의 조언

들은 또한 잘 수용되어야 한다. 동물이 옆으로나 등을 대고 누워 있는 수술 중 마이크로 칩 

이식은 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개나 고양이에게 마이크로 칩을 

이식할 수 있지만, 단 수의사만이 다른 동물의 종으로 칩을 이식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권고사항 요약  

 정기적으로 옛날식과 새로운 스타일의 마이크로 칩 모두 스캐너로 확인한다. 

 정기적으로 일상적인 검진을 할 때 마이크로 칩을 이식 받은 동물을 검사한다. 

 동물이 옆으로 누워있을 때에는 마이크로 칩 이식을 피한다.  

 개나 고양이 외에 다른 동물들은 수의사만이 칩을 이식할 수 있다. 
 

부작용의 보고  
 

수의사들이 이식을 받은 애완동물의 마이크로 칩을 적어도 1년에 한번은 확인 하도록 요청한다. 

그리고 부작용은 마이크로 칩 제조업자뿐만 아니라 관련된 양식을 사용해서 BSAVA로 보고되어야 

한다.   
 
 

표 2. 반응이 발생하기까지 걸린 시간  

시간 1999 2000 2001 

모름 11 9 5 

0-1 개월 5 15 2 

1-6 개월 8 23 0 

6-12개월 13 13 2 

1-2년 2 4 5 

2-3년 0 5 2 

3-4년 1 1 0 

4년 1 4 3 

 

 
 


